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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hread embedding treatment studies of obesity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Methods : We reviewed 59 studies on cat-gut-embedding treatment of obesity which were published from 2005 to 2012. 

The studies were searched using the data base-CAJ(China Academic Journals; 中國期刊全文數據庫)(2005∼2012). Results : Selected 

59 studies were divided into 27 case series and 32 control studies. The number of studies has increased since 2005, more rapidly 

in 2011∼2012. Most case series reported were about effectiveness of thread embedding monotherapy treating obesity. Control 

studies reported were about effectiveness of thread embedding treatment compared with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medicine. Most studies on thread embedding treatment of obesity showed that its effectiveness was very good. Conclusions : There 

have been many reports of thread embedding treatment studies of obesity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e believed that these 

studies could be applied to the clinical practice and basic resear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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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에너지 과다 섭취 또는 에너지 소비 부족으로 인하여 초

래되는 에너지 불균형의 상태로서 호르몬 변화, 유전, 신경 정신학

적, 사회 경제적 요인 등 많은 요인과 복합적 관련이 있으며, 성인

병과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해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는 질환군

이다1). 최근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서 위험인자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 변화에 기인한 비만이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하

고 있어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2). 

비만의 양방적 치료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약물요

법, 외과 치료법이 있으며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기본으로 행동요

법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 지도를 하는 방법을 치료 원칙으로 삼는

다3). 한의학적 치료에는 약물요법, 침구요법 뿐만 아니라 약침요법, 

전기지방분해침 등이 사용되며1), 지방을 줄이면서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증상을 치료한다. 한방치료는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

을 찾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서 몸의 균형에 맞도록 체중

을 감량하게 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한방 관련 비만학회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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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rion Case series Clinical report Total

2005∼2006 4 6 10
2007∼2008 3 7 10
2009∼2010 5 6 11
2011∼2012 15 13 28
Total 27 32 59

Table 1. Number of Clinical Studies of Cat-Gut Embedding for 
Obesity in China(from CAJ, 2005-2012)

선요법을 소개하고 알리는 등 최근 매선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4). 

매선요법은 혈위 내에 이물질을 매입하여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내분비, 신진대사, 신경계통 등을 조절

하며, 비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전체적인 활력을 개선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다5). 중국의 매선침 연구 동향을 보면 약 40년 

전부터 연구가 활발하여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혈위 자입 전문과 

및 병원을 설립하였고, 침구학 교과서의 내용으로 수록하고 독립된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미용 성형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

한 한의학 분야에서 매선침의 논문 보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6). 

국내에서는 한방 성형과 매선 침법의 문헌적 연구 동향6), 비만치

료를 위한 매선요법의 중복시술 효과 5예7), 매선요법을 이용한 부

분비만치료 9예 보고8)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비만치료에 

응용되는 매선요법의 최근 연구 동향 고찰9) 총 4편으로 소수의 연

구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임상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ina Academic Journals(CAJ;中國期刊全文數

據庫) 검색을 통한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에서의 

매선 비만 치료의 임상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매선 비만 

치료와 임상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논문의 검색

Tsinghua Tongfang(CNKI-The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에서 제공하는 CAJ(China Academic Journals; 中

國期刊全文數據庫)를 이용하여, 기간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로, 검색범위는 醫藥衛生(Medicine/Hygiene)의 “中醫學” “中藥

學”, “中西醫結合”으로, 검색어 “埋線” 幷且 “肥胖”으로 검색하였

다. 검색결과는 2013년 4월 10일 기준이다.

2. 임상 연구 논문의 선별

“埋線, 肥胖”으로 검색으로 얻어진 결과 중 제목 및 초록을 통해 

매선 비만 치료의 임상 연구 논문을 선별하였다. 전체적 연구 동향

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논문을 임상 보고와 대조군 연구로 나누

고, 각각을 치료방법, 평가기준, 치료 및 임상시험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매선 요법과 관련 없는 연구, 비만 치료와 관련 없는 

연구, 매선 비만 치료와 관련이 있지만 in vitro 실험연구, in vivo 

실험연구, review 연구 논문은 제외하였다. 매선비만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논문 선별에서, 매선 요법 외에 약물치료, 전침, 이침 

등 기타치료와 병행하는 논문도 포함하였으며, 순수성 비만 치료와 

질병으로 인한 비만의 치료를 구분하여 모두 포함하였다.

결    과

1. 매선 비만 치료 논문의 선별

“埋線 and 肥胖”으로 검색하여 얻어진 130편의 논문 중, 1단계 

제목 검토를 통해 매선 비만 치료 관련 논문을 선별하여 86편의 

논문을 선별하였으며 동물실험 12편, review 5편, 매선 비만 치료

와 관련 없는 5편을 제외하고 매선 비만 치료 임상연구 논문 59편

을 선별하였으며, 임상보고와 대조군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매선 비만 치료 연구 동향

연도별 논문의 편수를 보면 2005∼2006년 사이에 10편, 2007∼

2008년 사이에 10편, 2009∼2010년 사이에 11편, 2011∼2012

년 사이에는 28편이 발행되었다. 임상보고는 각각 4편, 3편, 5편, 

16편이 발행되었으며 대조군 연구는 각각 6편, 7편, 6편, 13편이 

발행되었다(Table 1).

3. 매선 비만 요법에 관한 임상보고 

매선 비만 요법에 관한 임상보고는 2007년도의 李曉芳 등의 청

소년 비만의 매선치료 연구10)부터 2012년도의 羅川의 비만의 혈위

매선 요법의 임상고찰11)까지 총 27편이 검색되었다. 임상보고 사례

는 연구 대상은 30예에서 100예까지 다양하였으며 50예 미만은 

8편, 50예에서 100예까지는 15편이었으며, 100예 이상은 4편이었

다. 치료 방법으로는 매선 요법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논문이 22

편이었으며, 이침을 병용하는 방법이 3편, 전침을 병용하는 방법과 

비만차를 병용하는 방법이 각각 1편이었다. 시술은 중완, 천추, 족

삼리, 풍륭, 상거허, 삼음교, 관원, 양문, 수분으로 이루어진 주혈을 

기본으로 취하고 변증취혈을 추가하여 시술하는 방법이 15편이었

으며, 위장실열(胃腸實熱), 간울기체(肝鬱氣滯), 비허습저(脾虛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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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uthor
year

Treatment 
group A

Control 
group B, C

Frequency of treatment
Period of 
treatment

Evaluation of treatment and result

21 閆潤虎
006

n=30(비만)
매선

n=35(정상)
매선

1/2 wk,
 1 course=3 sessions

3 courses E.R* :A 87%, 체중, BMI, WC 변화율이 B 
  군보다 유효성 있는 차이를 보임. 렙틴과 
  인슐린, 혈중지질에서 유효한 차이 보임*
  (p＜0.01)

22 施茵
2006

n=40
매선, 전침, 
부항

n=42
전침

1/15 days,
 1 course=3 sessions

1 course E.R*: A 90%, B 78.6%유효율 체중, 
  BMI, WC, HCB 군에 비해 유효한 결과 
  (p＜0.05, p＜0.01)

23 叢莘
2007

n=32
매선

n=31
약물치료

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 E.R*: A 78.1%, B 25.8% 유효율
  혈중지질 농도변화 비슷한 변화율

24 陶莉莉
2008

n=22
매선+약물치료

n=20
약물치료

1/ wk,
 1 course=12 sessions

1 course PCOS 증상개선 유효율: A 81.8%, B 65%
  IR이 A군에서 유효하게 감소(p＜0.05)

25 王嘉莉
2009

n=30
매선, 호침

n=30
약물치료

1/10 days,
 1 course=9 sessions

1 course E.R*: A 90.0%, B 73.3% 유효율
  A 86.7%, B 70.0% PCOS 증상개선

26 李永凱
2009

n=36
매선

n=36
약물치료

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A, B군에서 TC, LDL, Lpa변화(p＜0.05), 
  두 군 차이 유의성 없음

27 李種泰
2005

n=59
매선, 호침

n=40
약물치료

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E.R*: A 91.5%, B 78.5% 유효율
  A 8.5%, B 42.5% 부작용확인

28 王少敏
2006

n=60
매선

n=30
동일혈위 호침

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E.R*: A 93.33%, B 73.33%
  1 course와 2 course 비교시 유효율 차이 증가

29 熊健
2006

n=25
매선

n=23
동일혈위 호침

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E.R*: A 92.0%, B 95.7% 

30 張中成
2006

n=30
매선

n=30
동일혈위 호침

1/15 days,
 1 course=3 sessions

2 courses E.R*: A 93.3%, B 86.7%
  체중, WC 감소효과 있음. 식욕변화 측정히 
  A군 유의성 있음

31 李健
2007

n=36
매선

n=36
동일혈위 호침

1/2 wk,
 1 course=3 sessions

3 courses E.R*: A 91.7%, B 94.4%(p＞0.05)
  A 군에서 WC, HC 감소 유의성 있음

32 尹改珍
2007

n=27
매선

n=26
동일혈위 호침

1/1 wk,
 1 course=4 sessions 

1 courses E.R*: A 77.78%, B 73.08%(p＞0.05)

33 呂啟
007

n=200
매선

n=200
조작 없음

1/15 days~1/month,
 1 course=10 sessions

1 course A 군에서 체중, BMI, WR, HR 감소 유의성 있음
  당뇨병발병률 A 4.5%, B 10.0%

34 柯岩
2008

n=36
매선

n=30
약물치료

1/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E.R*: A 83.33%, B 76.66%
  E.R(WC): A 91.66% B 76.66%

35 唐春林
2009

n=33
매선, 전침

n=32
전침

1/15 days,
 1 course=3 sessions

1 course E.R*: A 93.9%, B 84.4%
  A 군에서 HAMD-17, HAMA, PSQI 유의성 
  있음

36 李芳莉
2009

n=53
매선

n=53
동일혈위 호침

1/15 days,
 1 course=3 sessions

3 course E.R*: A 94.34%, B 79.25%
  1, 2 couses 측정시 유효율차이 유의성 없음

37 陳丹
2010

n=30
매선, 전침

n=30
매선

1/ wk,
 1 course=6 sessions

1 course E.R*:A 80.00%,B 53.33%

38 譚廣興
2010

n=80
매선

n=80
약물치료

1/15 days,
 1 course=1 session

6 sourses E.R*: A 96.3%,B 95.0%(p＞0.05)
  TG, CHOL, LDL-C, HDL-C 두 군사이 유의성 
  없음

39 阮慧紅
2010

n=30
매선

n=30
전침

1/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E.R*: A 93.33%, B 80%
  1 course보다 2 course에서 유의성 증가

40 區潔新
2011

n=50
매선

n=50
동일혈위 호침

1/1 wk,
 1 course=2 sessions 

3 courses E.R(체중,WC): A 90%, B 72%

41 阮慧紅
2011

n=60
매선

n=60
전침

1/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E.R(체중):A 95%, B 80%
  SF-36지표 상승 유의성있음

42 阮慧紅
2011

n=60
매선

n=60
전침

1/1 wk,
 1 course=4 sessions 

3 courses E.R(체중):A 95.0%, B 80.0%
  TG, CHOL, HDL-C, LDL-C A군에서 차이 
  유의성 있음

43 王 靜
2011

n=40
매선, 전침

n=40
전침

1/10 days,
 1 course=3 sessions

2 courses E.R*:A 87.5%, B 75.0%
  A 군에서 TG, FINS, HOMA-IR 감소 
  유의성 있음

44 楊鴻飛
2011

n=30
매선

n=30
동일혈위 호침

1/15 days,
 1 couse=4 sessions

1 course E.R*:A 96.7%, B 70.0%

45 黃樂春
2011

n=30
매선

n=30
전침

1/1 wk,
 1 course=4 sessions 

2 courses E.R*: A 90.0%, B 86.7%(p＞0.05)
  A 군에 비해 B 군의 치료비가 높음

Table 2. Randomized Controlled Trails about Thread Embedding for Obesi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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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uthor
Year

Treatment 
group A

Control group 
B, C

Frequency of treatment
Period of 
treatment

Evaluation of treatment and result

46 胡曉斌
2011

n=28
매선

n=28
약물치료

1/10 days,
 1 course=3 sessions

2 courses A 군에서 BMI, TG, TC의 감소 유의성 있음

47 夏冬平
2011

n=35
매선

n=35
동일혈위 호침

1/20 days,
 1 course=4 sessions

1 course E.R*: A 97.14%, B 74.29%
  A 군에서 WC, 체지방 감소 유의성 있음

48 黃海濤
2012

n=38
매선(靳

n=38
동일혈위 호침

1/15 days,
 1 course=5 sessions

1 course E.R*: A 92.1%, B 84.2%
  A, B 군에서 LDL-C, TG감소 유의성 있으나 
  두 군간 차이 유의성 없음

49 漆曉波
2012

n=30
매선, 호침

B: n=29; 매선
C: n=28; 
동일혈위 호침

1/32 days,
 1 course=2 sessions

1 course E.R(체중): A 96.7%, B 68.9%, C 67.9%

50 沈巍
2012

n=30
매선, 전침

n=30
동일혈위 호침

1/15 days,
 1 course=2 sessions

2 courses E.R*: A 80.00%, B 67.67%

51 張麗
2012

n=33
매선, 이침

n=33
동일혈위 호침, 
이침

1/month,
 1 course=2 sessions

1 course E.R*: A 90.9%, B 81.8%
  A 군에서 WC, HC 감소 유의성 있음

52 孫健
2012

n=50
매선, 전침

B: n=50; 매선
C: n=50; 전침

1/ wk,
 1 course=8 sessions

1 course E.R*: A 96%, B 92%, C 90%
  A 군에서 SF-36지표 증가 유의성 있음

*E.R: Effective rate(체중, BMI), BMI : Body Mass Index, WC : Waist circumference, HC : Hip circumference,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HAMD : Hamilton depress rating scale, HAMA : Hamilton anxiety scale, FINS : Fasting insulin, HOMA-IR : HOMA Insulin 
resistance index, SF-36 : The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Table 2. Continued

沮), 비신양허(脾腎兩虛), 음허내열(陰虛內熱)과 같은 5가지 변증에 

따른 취혈을 한 연구12), 주혈만을 취하여 시술하는 연구13), 배수혈

을 위주로 취혈을 한 연구14)가 있으며, 주혈과 함께 비만차를 병용

하는 연구15)와, 이침을 병용한 연구16-18), 전침을 병용한 연구19)가 

있었다. 

치료기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3개월 과정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사이 과정이 8편이었다.

결과 측정지표로는 BMI를 측정하는 연구가 17편으로 가장 많았

으며, 그 중 13편에서 표준 체중을 함께 기록하였다. 그 외에 허리

둘레(WC; waist circumference), 엉덩이둘레(HC; hip circum-

ference), 체지방을 측정하였으며, 중국 자체 진단 기준20)에 따라 

비만도를 평가하였다. 

치료 유효율은 63.9%에서 96.2%까지 높은 유효율을 나타내었

다. 결과에서 체중의 경우 현효는 5 kg 이상 감소, 유효는 3∼5 

kg 감소, 우효는 3 kg 이하 감소로 현효와 유효의 합을 전체 유효율

로 표기하였으며, 항염증 지표를 살펴본 연구18)와, 출산 후 비만의 

중등도 정도와 기간에 따른 유효율을 연구19)가 있었다. 

4. 매선 비만 요법에 관한 대조군 연구의 요약

매선 비만 요법의 대조군 연구는 총 32편으로, 치료군과 대조군

에 따른 치료방법, 치료기간,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

과 같다(Table 2).

1) 치료군과 대조군의 연구대상수 및 치료 방법: 연구대상수는 

시험군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22예부터 200예까지 다양하였다. 

대조군을 설정한 32편의 연구에서 동일혈위 호침을 사용한 연구가 

13편이었으며, 전침을 사용한 연구가 10편, 중약 또는 양약을 사용

한 연구가 7편, 이침을 사용하거나 무조작을 한 경우는 각각 1편이

었다.

치료군에서는 매선 요법 단독으로 시술한 연구가 22편이었으며, 

전침과 함께 시술한 연구가 5편, 호침과 함께 시술한 연구가 3편, 

약물복용과 함께 시술하거나 이침 시술을 병행한 연구가 각각 1편

이었으며, 전침과 병행한 연구 중 1편은 유주 부항요법을 함께 사용

하였다. 

2) 침치로 간격 및 치료기간: 침치로 간격은 1회/주 15편, 1회/ 

15일 9편, 1회/10일 3편, 1회/2주 2편, 이 외에 1회/20일, 1회/30

일, 1회/32일이 각각 1편이었다. 치료기간은 8주 과정이 1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주 4편, 6주 4편, 4주 2편, 10주 1편, 12주 이상

이 4편이었다.

3) 평가방법: 매선 요법의 평가에서 치료전후의 체중감소 또는 

BMI의 감소를 통해 평가하여 현효, 유효, 우효 등으로 나누어 총 

유효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23편에서 이용되어 가장 주된 평가방법

으로 활용되었으며, 체중감소만을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유효율을 

나타내는 방법이 4편에서 이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WC(허리 둘

레), HC(엉덩이 둘레) 등이 비만도 감소의 평가 지표로 사용되었다. 

또한 혈중지질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TC, TG, CHOL, L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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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clinical studies in China.

C, HDL-C를 확인하는 방법이 6편에서 이용되었다. 신체지표 이외

에 HAMD-17, HAMA, PSQI 확인 연구 1편, SF-36지표 확인 연구 

2편이 있었으며, 특정 질병에 관련하여 PCOS의 증상개선정도, 당

뇨병의 발병률을 확인하는 연구가 각각 1편씩 있었다. 

4) 치료결과: 대조군을 설정한 32편의 연구의 치료결과를 살펴

보면 대부분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비만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시험군의 경우 78.1%에서 97.14%까지 높은 유효율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치료군에 비해 낮은 감소 효과를 나

타내었지만 25.8%에서 95%까지 다양한 유효율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대조군이 시험군에 비해 높은 효과를 나타내

거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를 보고하였다. 

고    찰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肥人, 膏人 등으로 표현하며, 肥人은 氣虛, 

寒, 濕이 많고 유발요인으로는 穀氣勝元氣, 脾胃俱旺, 脾胃俱虛, 脾

困邪勝, 痰飮, 氣虛, 華食, 數食甘味와 高粱厚味가 있다고 하였다53). 

비만의 기본적 생리는 脾胃의 기능실조로 氣虛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不能運行하여 병리적 산물이 만들어지며 각종 질환을 유발시

킨다고 보았다54). 비만의 한방적 치료에는 지방분해침, 이침, 한약, 

식이 및 운동, 경피 기주요법, 경피 침주요법, 롤러 비만 치료기, 

지방 분해 초음파 등의 외과 요법등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매선 요

법이 각광받고 있다4). 

매선 요법은 <황제내경>의 이론과 <동의보감>의 정, 기, 신과 형

의 관계론을 기본이론으로 하며,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만들

어진 유침과 매침의 원리를 근거로 형성된 새로운 혈위자극 요법으

로55), 경락을 소통시키고 말초신경과 근육에 자극을 주며, 세포의 

면역을 높여주어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어 신경성, 내분비성, 

정신성, 내장 기능 실조성 등의 기능질환 뿐 아니라 내과, 오관과, 

피부과, 소아과, 부인과, 외과 등의 질환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비만, 성형 등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56). 특히 비만, 성형에 

관련하여 매선 요법은 지속적인 자극 효과를 나타내어 잦은 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편의를 증가시켜 기존의 침 치료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4).

국내에서 매선침에 관한 연구나 보고가 미미한 실정임에도 불구

하고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6), 이에 따른 국내외 관련 연구

의 분석, 치료의 효율성 검증, 안전성 등의 분석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매선요법을 이용한 부분비만 치료 사

례 보고와 비만치료 사례 등 총 2편의 임상 보고7,8)와 한방에서 사

용하는 매선요법의 문헌적 연구 동향을 보고한 연구 1편6), 매선요

법의 최신동향을 살펴본 연구 1편9)이 검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China Academic Journals(CAJ; 中國期刊全文數據庫) 검색을 

통한 비만의 매선 침치료 임상연구 논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만의 매선 침치료의 임상 연구 동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埋線, 肥胖”으로 검색하여 얻어진 130편의 논문 중에서 비만과 

관련 없는 논문, 실험실 연구, review 연구에 해당하는 총 44편을 

제외하고, 86편의 비만 매선침 치료 임상논문을 얻었으며, 동물 실

험 논문, 중복논문을 제외하고 59편의 비만 매선침 치료 임상논문

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Fig. 1).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전체 59편의 논문 중에서 2011년 이

후 논문이 28편으로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임상보고와 대조

군 연구 모두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특히 임상보고에 있어 이전 기

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1년 이전에는 임상보고와 

대조군 연구 모두 꾸준한 범위 내에서 연구가 지속되었음을 연구 

논문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보고는 총 27편으로 2011년 이후 연구가 15편

으로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치료군으로는 

특정 질환에 의하지 않은 단순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편이었으며, 치료군의 평균 나이를 18세(최소 14세에서 최대 22

세)로 하여 청소년에 한정지은 연구10)도 포함하였다. 2편의 연구에

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매선 용법을 통한 비만 

치료를 실시하여 증상 개선을 확인57,58)하였고, 2편의 연구에서는 

비만의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59,60). 치료군이 되는 

비만의 정도에 대해서는 표준체중, BMI를 기준으로 비만의 정도를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중도비만, 고도비만일 경우 치료 대상에 포

함하였다. 치료 방법으로는 매선 단독 요법 연구가 2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침, 전침, 비만차를 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치

료혈과 기간이 다르고 평가 방법 또한 달라 단독요법과 병용 요법 

연구 비교시 유의한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혈은 주혈에 증

상에 따른 추가배혈 또는 변증취혈을 하였고, 배수혈만을 취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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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선 요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14)도 있었다. 비만 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평가방법은 BMI,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

가 가장 많았으며 유의성 있는 감소를 확인하였다. 다른 평가 요소

로 항염 효과의 확인도 측정하는 연구61)도 있었으나 항염 효과에 

관한 결과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환자의 평가 

지표에 맞추어 월경의 정상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를 확인하는 연구62)

도 있었다. 이 외에도 매선요법 취혈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

증취혈 별로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63)를 통해하여 위장습열형 취혈

시 유효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출산 후의 비만 치료의 특성

에 맞게 기간에 따른 비만 정도의 감소를 확인하는 연구19)도 있었다.

대조군 연구에서는 총 32편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치료군과 대조군의 설정에 대해 설펴보았을 때, 13

편의 연구에서 매선 요법을 실시한 혈위와 동일한 혈위에 호침을 

이용한 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가장 많았으며, 동일한 혈위에 

전침을 사용한 연구가 10편, 복용약을 사용한 연구가 7편이었다, 

대조군으로 이침을 설정한 연구가 1편, 무조작으로 설정한 연구가 

1편이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호침요법과 

전침 요법과 비교하여 매선 요법의 효용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군으로 매선요법만을 실시하고, 대조군에서 호침만을 사용

한 10편의 연구에서는 8편의 연구에서 77.78%부터 97.14%까지의 

효율성을 보여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체중감소 혹은 BMI 감소의 

효용성을 보여주었으며, 2편의 연구에서는 결과에 유의성이 없었

다. 2주에 한번 매선요법을 실시하여 9번의 시술 후 호침 요법과의 

BMI 비교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엉덩이 둘레와 허

리 둘레가 매선치료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결과를 얻은 연구31)

와, 1주에 한번 매선요법을 실시하여 4번의 시술 후 BMI를 측정하

였으나 매선 요법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연구32)

가 있었다. 그러나 시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과의 유의성 증가를 

확인한 연구36)에서 미루어 보아 앞의 연구들에서 시술 기간을 증가

시켜 연구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반면 대조군을 호침과 매선시술을 병향한 연구49)에서는 호침요

법과 매선 시술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한 군에서 각각 68.9%, 

67.9%의 효율성을 나타내어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병행하

여 사용한 치료군에서는 96.7%의 효율성을 나타내어 단독 시술한 

대조군보다 높은 유의성을 확인하여 두 시술의 병용에 대한 유의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호침요법과 매선 시술 비교 연구에서는 

매선시술이 호침치료보다 비만 치료에 대한 높은 유의성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으며, 두 시술의 병용 방법도 효율적인 비만치료 요법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조군에서 전침요법만을 사용하여 매선요법과 전침치료를 비

교한 연구는 4편39,41,42,45)으로 3편의 연구39,41,42)에서는 매선요법에

서 93.33%에서 95%까지의 효율성을 나타내어 대조군에 비해 높은 

효율성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1편의 연구45)에서

는 매선치료군에서는 매선치료군에서 효율성은 높았으나 유의성이 

낮았다. 또한 매선 요법과 전침 치료를 병용하는 방법과 전침 치료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법 비교를 통한 연구35,43)에서는 병용 요법이 

단독 요법보다 BMI 감소의 높은 효율성 뿐 아니라 HAMD, PSQI, 

SF-36과 같은 생활의 질 평가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매선 요법과 전침요법의 효과를 단독으로 비교할 때 매선요법

의 효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두 요법의 병용치료의 높은 

효율성 확인을 통해 병용치료를 비만치료의 한 방법으로 고안할 

수 있겠다. 

약물치료를 대조군으로 설정한 7편의 연구에서는 각각 Zhi-

bituo tablets26), Lipanthyl23), 홍국(紅麴) 고지혈증 치료제38)를 사

용한 연구가 3편, 식욕억제제인 Sibutramine Hydrochloride Ca-

psules을 복용한 연구25,27)가 2편, 조습화담의 약인 창부도담탕을 

복용한 연구24)가 1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Metformin을 복용한 연구33)가 1편이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Zhibituo tablets을 복용한 연구26)에서는 매선 치료군에서 BMI 변

화의 유의성이 높음과 동시에 혈중 지질 농도의 변화가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군과 비슷하게 나타나 혈중 지질 농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매선 요법과 홍국을 성분으로 한 고지혈증 치

료제 복용군을 비교한 연구38)에서는 두 군 사이 혈중 지질 농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비만 뿐 아니라 고지혈증의 

위험이 있는 비만 환자의 경우에 매선 요법의 효율성을 보여주었

다. 연구 중 유일하게 한약인 창부도담탕을 복용한 연구24)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매선 치료와 병행하여 치료한 

군과 약물요법만을 사용한 군을 비교하여 매선 요법 병행한 치료군

에서 유의성 있는 체중 감소와 함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개

선의 유효율이 81.8%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

여 질병에 따른 비만일 경우에도 매선 요법의 활용 가능성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매선-호침, 매선-전침, 매선-약물 연구간의 유의적인 차

이는 각각 연구마다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취혈 등이 다양하여 각 

군마다의 유의적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매선 요법의 

효용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 한계가 되겠다. 

최근 국내에서 연구된 임상 연구 논문으로는 5명의 복부 비만 

환자에 매선 요법을 실시하여 지방층 두께와 체성분 분석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7)와, 9명의 부분 비만 환자에 배선 요법을 



www.kjacupuncture.org 157

매선 비만의 중의 연구 최신 경향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실시하여 신체계측, 지방층 두께, 체성분 검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

를 보고하는 임상연구8) 총 2편이 연구되었으며, 각각 실험군이 5

명, 9명으로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유의성 있는 통계가 어려우며 

대조군이 없어 매선요법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

다. 앞으로의 국내 연구에서 매선요법을 비만에 사용함에 있어 치

료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 임상 연구와 다양한 환

자군의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의 임상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통계적으로 결과를 유의성 있게 도출할 

수 있었으며, 매선요법과 호침, 전침, 약물 등 다양한 비교 실험을 

통해 매선 비만 치료에 있어서의 효용성을 확인하여 비만 치료의 

유용한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중국의 축적된 연구 

결과들과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다양한 연구 진행 방향들을 연구함

으로써 국내 매선요법의 임상 및 기초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한방 비만 

치료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    론

비만의 매선요법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China Academic Journals(CAJ ;中國期刊全文數據庫) 검색을 통해 

얻어진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상연구 논문 59편에 대해 전

체적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조군을 설정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59편의 임상논문 중 2011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 28편

으로 비만에 대한 매선요법 연구 논문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

며, 연구 설계에서는 임상보고와 대조군 연구가 각각 15편, 13편으

로 2011년 이전에 비해 활발한 연구 진행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2. 매선 비만요법의 임상보고는 총 27편으로 매선 요법을 단독

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2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증취혈을 통한 시술이 15편으로 높은 유효율을 나타내었다.

3. 매선 비만요법의 대조군 연구는 총 32편이었으며, 매선요법

과 동일 혈위 호침을 비교한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침

과 비교한 연구가 10편, 복용 약과 비교한 연구가 7편이었다.

4. 매선 비만요법의 대조군 연구에서 치료군은 매선요법을 단독

으로 사용한 연구가 2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선요법이 높은 유효

율을 나타내어 비만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5. 매선 비만요법의 대조군 연구에서 실험군으로 매선 비만요법

과 전침, 호침 병행 치료시 결과의 효율성 증대 확인을 통해 효과적

인 비만 치료의 방법 고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6. 매선 비만요법의 대조군 연구에서 약물 복용 대조군을 통해 

매선 치료 효과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선요법

의 비만 치료 활용의 효율성 확인이 가능하다.

7. 대조군 연구가 미미한 국내 연구 실정에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임상연구와 그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국내 매선 비만 연구가 추구

해야 할 방향의 모색이 가능하다. 

이상의 중국에서의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은 향후 국내의 효과

적인 비만의 매선 요법 치료의 임상과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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